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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노인 우울은 삶의 만족을 하시킬 뿐 아니라 노인 자살의 요한 험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

자 노인의 배우자 유무와 우울과의 련성에 하여 질병 리본부에서 실시한 4기 2차년도 2008년 국민건강

양조사 상자  65세 이상 노인 남자 615명, 여자 904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분석은 카이제곱 검정과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일반  특성, 이환  건강 련 특성과 우울과의 련성을 악하 다. 연구결과 

연령, 가구소득, 주  건강상태, 활동제한 유무, 스트 스 정도 등을 보정한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배우

자가 없는 남자 노인의 비차비는 2.37(95% CI 1.03-5.45)로 우울을 더 느 으며, 여자노인의 경우에서는 배우

자의 유무와 우울과는 련성이 없었다.

ABSTRAC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decreases satisfaction in life and is also an important risky factor of their suicid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615 males and 904 females aged above 65 who had the 200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on the relations between presence of spouses and depression given by the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Through a chi-square test and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he relations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contraction, health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were analysed. As a result of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for which age, family income, subjective 

health status, presence of activity limitation and stress were revised, the odds ratio of the males without spouses was 2.37(95% CI 

1.03-5.45), which indicates that they had more depression than female subjects. However, for the female subjects, there were no 

relations between presence of spouses an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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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노인의 인구는 1995년 5.9%, 2005년 

8.7%, 2007년에는 9.9%로 지속 인 증가를 보이고 있

으며, 2018년에는 14.3%로 망하고 있다[1]. 2026년

에는 20.8%로 고령사회로 진입이 상되며[2], 노인

의 평균수명은 남자 73.9세, 여자 80.8세이고, 65세 이

상 노인 인구는 남자 7.7%, 여자 11.4%로 여성의 구

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3].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는 

서구 선진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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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사회 문제는 배우자가 없는 독

거노인의 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독거노

인의 증가율이 인구증가율을 앞서고 있다[4]. 

국민건강 양조사 제4기 2차년도 2008[5]에서 65

세 이상의 노인에서 1년 동안 2주 이상 연속 으로 

느끼는 우울증상 경험률은 21.9%, 남자 12.0%, 여자 

28.7%로 남자보다 여자에서 더 많이 우울을 느끼고 

있으며, 한 다른 연령군에 비해 노년기에는 우울증

상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

진 사실이다[6].  

노인의 우울증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성별, 교

육수 , 경제능력, 직장여부, 결혼상태, 객  신체상

태, 주  건강상태, 비만정도, 운동여부, 음주량 등

이 포함된다[7][8]. 노인기의 우울은 정신  고통과 강

박 념, 의욕상실, 정신 인 장애의 원인이 되며, 반

인 삶의 질에 좋지 않은 향을 미친다고 하 다

[9]. 우울한 노인은 그 지 않은 노인보다 일반 인 

생활 능력과 삶의 질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 다

[10]. Coren[11]은 신체 인 기능의 감소  정신  

스트 스 증가는 우울증을 유발 시키고, 우울증은 자

살생각이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진다 하 다. 미국의 경

우 자살을 시도하는 노인의 40%에서 80% 정도가 우

울증상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노년기의 배우자의 사별은 슬픔과 련된 정신 , 

육체 인 고통이 어드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노년

기에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삶에 한 응력 부족으

로 인하여 심각한 우울을 느끼게 된다[13].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서 사회  

고립감은 덜하겠지만, 무배우자의 경우 불안이나 혼자 

살고 있는 강박증의 원인으로 우울의 심각성이 더해

지고 있으며[14], 부부 혹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

다 배우자 없이 생활하는 노인의 우울정도가 높게 나

타났다[6]. Tag[15]의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우울 정도는 배우자가 없거나 사별한 노인보다는 낮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재 우리나라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에 한 배우자 유무에 한 연구는 아

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

인을 상으로 우울에 향을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 남자와 여자노인 각각 배우자 유무와 우울

과 련성이 있을 것으로 단되어 본 연구를 시행하

다.

Ⅱ. 연구 상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 리본부의 주 으

로 시행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제4기 2

차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5]. 본 

연구에 이용할 분석 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총 

1,519명 이었고, 남자 615명, 여자 904명 이었다.

2. 자료수집방법

국민건강 양조사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조사

를 실시하 으며, 1차 추출 단 는 동·읍·면, 2차 추출 

단 는 조사구, 3차 추출 단 는 가구이다. 조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의 취지  내용에 한 설

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건강 설문조사, 검

진조사, 양조사를 실시하 다[5]. 본연구자는 질병

리본부 국민건강 양조사 홈페이지에 연구 목 을 기

입 한 후 원문 자료 요청을 하여 자료를 다운 받아 

연구를 시행하 다.

3. 변수

1) 독립변수

성별은 남녀,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

우에만 유배우자로 하 고, 별거인 경우와 사별, 이혼 

등의 경우를 모두 무배우자로 하 다. 연령은 5세 단

로 구분하 고, 가구소득은 100만원을 기 으로 구

분하 고, 교육수 은 졸 이하, 학교 이상으로 구

분 하 다. 주  건강상태는 본인이 느끼는 건강상

태로 구분하 고, 만성질환은 의사진단을 받는 경우로 

없는 경우와 1개 이상인 경우로 하 다. 건강행태 특

성은 음주여부, 흡연여부, 스트 스정도, 평균수면시

간, 걷기 운동, 체질량지수는, 활동제한 유무 등으로 

하 다.

2) 종속변수

2주 이상 연속 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와 느끼

지 않는 경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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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자의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단  : %✽
변수

남 여 합계

p-값
(n=615)% (n=904)% (n=1,519 )%

연령

65-69세 40.8 33.1 36.2 0.000

70-74세 30.1 27.7 28.6

75 이상 29.1 39.3 35.2

교육

졸 이하 52.4 87.5 73.3 0.000

졸 이상 47.6 12.5 26.7

결혼상태 (무배우자) 8.3 64.9 42.0 0.000

가구소득/만원

100 이하 64.9 65.5 65.2 0.865

101-200 이하 14.7 11.5 12.8

201 이상 20.4 123.1 22.0

주  건강상태

좋음 43.1 28.4 34.3 0.000

보통 23.1 20.5 21.6

나쁨 33.8 51.1 44.1

만성질환(+) 73.1 90.5 83.5 0.000

활동제한(+) 37.3 49.7 44.7 0.000

음주    (+) 61.7 30.7 43.3 0.000

흡연    (+) 30.0  7.6 16.7 0.000

스트 스(+) 57.9 69.0 64.5 0.000

수면시간

8시간미만 69.9 73.6 72.1 0.001

8시간 이상 30.1 26.4 27.9

걷기 운동(+) 60.3 42.8 49.9 0.000

체질량 (≥23) 55.1 62.0 59.2 0.000

우울증  (+) 10.1 23.5 18.1 0.000

✽
%는 가 치를 용한 값

4. 자료 분석 방법

통계분석 방법은 version 17.0 한  SPSS(SPSS 

Korea Data solution inc.) Program을 이용하 고, 남

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독립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특성을 악하 고, 인구사회학  특

성, 이환 특성, 건강행태 특성 등 독립변수들과의 

련성은 χ2-test를 하 고, 통계  유의성은 <0.05로 

하 다. 배우자유무와 우울과의 련성은 각 독립 변

수와 χ2-test를 시행 후 여러 독립변수와 배우자 유무

와 우울과의 련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

기 하여 유의한 변수들을 보정하 고, 다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하 다. 특히 모든 변수에는 가 치를 

용하 으나, 2008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에 제시

된 가 치를 부여할 경우 표본수의 효과로 인해 거의 

모든 련성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가 치를 가 치의 

평균으로 나 어 보정해 주었다[16][17].

Ⅲ. 결 과

1. 상자의 특성

  연령의 경우 남자는 69세 이하가, 여자는 75세 

이상이 많았다. 학력은 졸 이하가 73.2%로 많았으

며, 배우자의 유무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58.0%, 배우

자가 없는 경우 42.0% 이었다. 가구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65.2% 이었다. 주  건강상태는 나쁘게 느

끼는 경우가 44.1%이었고, 만성질환 수는 1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83.5% 이었고, 우울증 유

병률이 없는 경우가 81.9% 이었다. 활동에 제한이 없

는 경우가 55.3%,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56.7%, 

비흡연의 경우가 83.3% 이었다. 스트 스를 느끼는 

경우가 64.5% 이었고, 8시간미만을 수면하는 경우가 

72.1% 이었다. 걷기 운동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빈도는 비슷하 고, 체질량지수는 비만인 경우

가 59.2%이었다(표 1).

2. 상자의 특성과 우울과의 련성  

연령이 낮을수록 우울 유병률은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에서만 통계 으로 유의하 다(p<0.01), 결혼상태

는 남자의 경우 무배우자에서 높았고(p<0.01), 여자의 

경우 유배우자에서 높았다(p<0.05). 가구소득은 여자

의 경우에서만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 유병률이 높았

고(p<0.01), 주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남자와 여자 

모두 우울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p<0.001). 만성

질환은 남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활동

제한이 있는 경우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우울증 유병

률이 높았고(p<0.001, p<0.01), 스트 스를 느끼는 경

우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우울증 유병률이 높았다

(p<0.001) (표 2).  

3. 배우자 유무와 우울과의 련성

연령, 가구소득, 주  건강상태, 활동제한 유무, 

스트 스 정도 등을 통제한 후 배우자 유무와 우울과

의 련성을 보면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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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배우자 유무와 우울과의 련성
Table 3. Relations between existence of spouses 

and depression

변수/기

남자 여자

Adjusted

OR(95% CI)

Adjusted

OR(95% CI)

결혼상태 유배우자 1 1

무배우자 2.371(1.03-5.45) 1.261(0.87-1.81)

보정변수 : 연령, 가구소득, 주  건강상태, 만성질환, 활동제한, 스트 스

비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서 비차비가 2.371(95% 신

뢰구간 1.03-5.45)배 높았다. 여자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표 3). 

표 2. 상자의 특성과 우울과의 련성
Table 2. Relations betwee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depression
단  : %✽ 

변수

남자 여자

우울여부

p-값

우울여부 

p-값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연령

65-69세 88.8 11.2 0.445 70.6 29.4 0.004

70-74세 90.2 9.8 76.1 23.9

75 이상 91.1 8.9 81.7 18.3

결혼상태

유배우자 91.1 8.9 0.002 72.2 27.8 0.033

무배우자 76.0 24.0 78.8 21.2

교육수

졸이하 88.5 11.5 0.283 76.7 23.3 0.723

졸이상 91.4 8.6 75.2 24.8

가구소득/만원

100 이하 88.9 11.1 0.475 73.2 26.8 0.001

100 이상 91.2 8.8 83.2 16.8

주  건강상태

좋음 95.5 4.5 0.000 87.9 12.1 0.000

보통 91.5 8.5 78.8 21.2

나쁨 81.7 18.3 69.4 30.6

만성질환

없음 95.8 4.2 0.002 83.9 16.1 0.110

1개 이상 87.8 12.2 75.6 24.4

음주

비음주 88.5 11.5 0.333 78.2 21.8 0.087

음주 91.0 9.0 72.7 27.3

흡연

비흡연 90.0 10.0 1.000 76.1 23.9 0.475

흡연 90.2 9.8 80.6 19.4

활동제한 

없음 93.8 6.2 0.000 80.8 19.2 0.002

있음 83.4 16.6 71.9 28.1

걷기운동

안한다 89.8 10.2 0.891 74.8 25.2 0.234

한다 90.2 9.8 78.3 21.7

수면시간

8시간미만 90.0 10.0 1.000 75.2 24.8 0.213

8시간이상 90.3 9.7 79.3 20.7

스트 스 

느끼지 않음 96.5 3.5 0.000 89.5 10.5 0.000

느낀다 81.7 18.3 63.2 36.8

체질량지수

정상 89.5 10.5 0.893 77.3 22.7 0.516

비만 89.9 10.1 75.3 24.7
✽
%는 가 치를 용한 값

Ⅳ. 고찰

노인의 우울은 세계 으로 고령화 사회의 가속과 

경제발 에 따라[18] 사회, 경제 , 물리  요인뿐만 

아니라 건강행태 련 변수들에 의해 향을 받는 것

으로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서 밝 지고 있다[19]. 지

역사회에서 노인우울의 유병률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

며, 노인인구의 특성에 따라 우울의 유병률은 많은 차

이가 있다[20].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부터 시행된 

국민건강 양조사의 65세 이상의 노인의 우울증 유병

률을 보면 1998년 남자 11.8%, 여자 24.9%, 2001년 

남자 19.6%, 여자 24.5%, 2005년 남자 15.2%, 여자 

27.0%, 2007년 남자 13.0%, 여자 26.9%, 2008년 남자 

12.0%, 여자 28.7%로 조사되었다[5]. 우울은  세계

으로 가장 흔한 정신장애로 꾸 히 증가하고 있으

며, 인구의 약 10～20%가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 고

[21][22], Lee[23]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우울

증의 평생 유병률이 10.1～16.6%로 보고하 다.

본 연구 결과, 배우자가 없는 남자 노인은 배우자

가 있는 경우에 비해 우울에 한 비차비가 2.37배 높

게 나타났으며, 여자노인에서는 배우자의 유무와 우울

은 유의한 련이 없었다. Lee[24]의 연구에서 남성노

인의 경우 사별이나 이혼․별거 등을 경험한 경우 통

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낮은 우울도를 나타냈고,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유무와 우울과는 유의함

이 없어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으며, Jung[25]은 동

거형태와 노인의 우울 련 연구에서 독거노인이 동거

노인들에 비해 우울성향이 높다고 하 고, Ko[26]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우

울을 더 느낀다고 하 다. 우울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Hur[27]는 남자노인의 경우 배우자 상실과 가정 노동

력의 상실, 신체기능 하, 경제활동의 문제, 이웃과 

이 을수록, 사회생활의 참여가 을수록, 가족 

간의 결속 문제 등 이라고 하 고, 여자노인의 경우 

가족간의 결속과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 리의 

걱정이 우울을 발생 시키는 요인이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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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여자 노인의 경우 스트 스를 많이 느끼는 

군에서 우울에 한 비차비가 5.99배와 4.58배로 높았

다. 노인에 있어서 스트 스는 우울의 요한 험요

소이며[28], 배우자의 사망은 생애에서 가장 큰 스트

스이며 정신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하 으며, 경제 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

강을 돌보지 못한 , 신체  건강 약화 등 이었다

[29][30]. Kim[31]은 노인의 사별스트 스 외에 경제

 문제, 역할수행의 문제, 인 계 등이 노인들이 

받는 스트 스의 원인이라고 하 다. 

여자노인에서 주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에 비해 

나쁜 경우에서 우울에 한 비차비가 2.33배 높았다. 

Ried[32]은 주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평가한 노인

들이 건강한 노인들 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3배 

더 높다 하 고, Sohn[33]도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

하는 집단보다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 다. Kim[34]의 연구에서도 주

 건강상태나 주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우울수 이 높았다. 

일상활동 능력의 경우 여자노인은 활동제한이 있는 

경우에서 우울수 이 1.52배 높았다. Kim, Mur-

ata[34][35]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활동 능력이 낮을

수록 우울수 이 높았으며. Park[14]은 배우자 없이 

독거생활을 하는 경우 신체  건강상태는 좋지 않아 

일상 활동 능력이 떨어져 우울수 이 높았다고 하

다.

결과 으로 노인에게 우울을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배우자와의 사별이라 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외로움, 고립

감, 경제  어려움을 더 느낄 수 있다는 에서 정신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연구의 제한 으로는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배우자 유무와 남녀노인의 우울유병과의  연 성에 

한 과 후의 계의 규명이 어렵고, 유배우자와 무

배우자의 사회참여의 정도, 개개인의 성격, 가족과의 

결속력과 사회활동  경제활동의 참여 등 우울에 

향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반 을 하지 못하

다는 이다. 한 향후에는 향  연구를 통하여 

우울에 향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충분히 반

하여 우울에 한 인과 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Ⅴ. 요약  결론

노인 우울은 삶의 만족을 하시킬 뿐 아니라 노인 

자살의 요한 험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 노인의 배우자 유무와 우울과의 련성을 알아

보았으며, 질병 리본부에서 실시한 4기 2차년도 2008

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 다. 65세 이상 

노인 남자 615명, 여자 904명을 연구 상으로 하 으

며, 종속변수로는 2주 이상 연속 으로 우울감을 느끼

는 경우를 우울하다고 정의하 다. 카이제곱 검정과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일반  특성, 이환  

건강 련 특성과 우울과의 련성을 악하 다.  

남자노인에서 스트 스가, 여자노인에서는 주  

건강상태  일상능력이 우울과 련성이 있었다.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연령, 가구소득, 주  건

강상태, 활동제한 유무, 스트 스 정도 등을 보정한 

후 남자노인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우울을 더 느 으

며, 비차비 2.37(95% CI 1.03-5.45)이었다. 여자노인의 

경우에서는 배우자의 유무와 우울과는 련성이 없었

다.

결과 으로 남자 노인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없는 경우 우울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따라서 

남자 노인의 향후 사회참여의 정도, 개개인의 성격, 

가족과의 결속력, 경제활동의 참여 등 우울에 향을 

 수 있는 여러 원인들을 충분히 반 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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